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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임신 차별 의혹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 발표  

 

임신 차별에 대한 보고에 따라 주지사는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DHR)에 

임신 차별에 관한 주 법의 과거 또는 현재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하도록 지시  

 

지하철 광고를 포함하여 직원들이 권리를 알고 고용주가 책임을 알도록 하는 교육과 

캠페인 활동 개시 - 여기를 보세요.  

 

81336번으로 PREGNANT라고 문자 보내거나 ny.gov/pregnancyrights 방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에 몇몇 주요 기업들이 

임신 관련으로 인한 차별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발표는 

임신한 여성들이 승진에서 제외, 강등당했거나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거절당하거나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는 광범위한 사례가 보고된 이후에 나왔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근로자보상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에 직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고용주가 자신의 책임을 알게 하도록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중 언어로 포괄적인 교육을 

하고 캠페인 활동을 착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뉴욕 주민들에게 주 법, 

직원의 권리와 고용주의 책임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를 알려주는 지하철 

광고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평등한 권리를 증진하는데 나라를 

선도하며, 이러한 활동들은 여성들이 직장에서 성공하는 동등한 기회를 얻도록 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력을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임신한 여성에 대한 차별은 불법이며, 

이 법을 위반한 고용주들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성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평등에 대한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와 캠페인 

활동은 모두에게 뉴욕을 더 안전하고 더 강한 주로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는 최근 취재 기사에서 임신한 여성들을 차별하는 많은 

국가의 크고 유명한 기업들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사에 인용된 피해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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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과 승급에서 제외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휴식 시간이나 근무 중 

물병을 휴대하는 것과 같이 그들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편 제공을 거절당하는 것을 

포함하여, 잘못된 대우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에 해고되었다고 말합니다. 일부 여성들은 

출산 휴가를 갔을 때 더 낮은 지위의 저임금 업무로 강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의 Helen Diane Foster 커미셔너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은 소중한 노동력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과정으로 그들의 경력을 희생시키는 활동은 인권법(Human Rights Law)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여성도 생계를 꾸리는 것과 아이를 가지는 것 중에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알고, 여러분의 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이 임신 차별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알게 하도록, Cuomo 주지사는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산재보상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에 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착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주 법, 직원의 권리와 고용주의 책임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와 뉴욕 주민들에게 이 웹사이트를 알려주는 문자 수신과 지하철 

광고가 포함됩니다. 이 정보는 소득 수준과 국적에 관계없이 뉴욕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다양한 지역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언어와 플랫폼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임신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거나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한 의료적 상태를 위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은 뉴욕주 인권국(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의 사이트나 https://dhr.ny.gov나 전화 1-888-392-3644로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차별과 근로자 착취에 반대하는 주지사의 

전력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 2018년 동일 임금의 날(Equal Pay Day),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민관 고용주들이 채용 후보자들에게 급여 이력과 보상에 

관해 묻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 2018년 1월 1일, 뉴욕은 부모가 성별과 관계없이 경제적 안정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필요한 때 새로 태어난 아이와 유대를 형성하고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급 가족 휴가(Paid Family Leave)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 2017년, Cuomo 주지사는 공기업에서 급여 채용 후보자에게 급여 이력을 

묻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61에 서명하였습니다. 

• 2016년, 주지사는 주 전체의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했으며, 이는 약 

23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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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Cuomo 주지사는 뉴욕주의 여러 산업에서 근로자 착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사상 최초의 전주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영구적으로, 근로자 착취와 허위 직원 분류에 대한 

합동 태스크포스 (Joint Task Force on Worker Exploitation and Employee 

Misclassification)는 12개 이상의 산업에 걸쳐 15만 명의 근로자에게 

피해를 준 1만 6천 건 이상의 임금 불법 착취와 허위 분류 사례를 

착수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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